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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연구목적

뇌졸중 랫드 모델을 이용한 3-Tesla 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 아미드 수소 이동

(Amide proton transfer, APT) 영상 기법에서 포화 시간을 최적화하여 정상 및

허혈성 뇌 영역 간의 pH 가중치의 차이를 극대화 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중간대뇌동맥이 폐쇄된 3마리의 수컷 Wistar랫드를 사용하여 3-Tesla 자기공

명영상검사를 시행하였다. APT영상 획득은 32채널 헤드 코일과 2채널 병렬 라

디오 주파수 전송을 사용하여 3차원 터보스핀에코 기법으로 획득하였다. 2채널

병렬 전송을 사용하여 B1 진폭 1.2μT에서 Sinc-Gauss펄스로 off-resonance 

RF 펄스를 가했다. 포화 시간은 3, 4, 5초로 실험하였으며 APT효과는 물 공명

(APT-weighted signal)에 대한 3.5 ppm의 자화전이율(Magnetization-

transfer-ratio, MTR)비대칭을 사용하여 정량화하고, 정상 및 허혈 영역과 비교

하였다.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급성 뇌졸중 환자에게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3, 4, 5 초 프로토콜로 허혈 부위를 시각적으로 검출 할 수 있었다. 그 중

1.2μT의 출력의 4초의 포화시간에서 APT-weighted signal은 정상 영역과 허혈

영역 사이의 최대 차이를 보였다. (-0.95 %, P = 0.029) 3초 및 5초의 포화시간

의 APT-weighted signal은 각각 -0.9 % 및 -0.7 %였다. 또한 4초의 포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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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프로토콜은 급성 뇌졸중 환자에 적용 하였을 때에 pH 가중치 차이를 가장 성

공적으로 묘사하였다.

결론

3-Tesla 자기공명영상검사의 터보스핀에코 APT영상에서 1.2μT 출력을 사용

할 때 달성되는 최대 pH 가중치 차이는 4초 포화시간 프로토콜이었다. 이 프로

토콜은 임상 환경에서 뇌졸중 환자의 pH 가중 차이를 나타내는 데 도움이 될 것

으로 사료된다.

중심단어 : 자기공명영상, 아미드수소이동, 급성뇌졸중, 포화시간, pH가중치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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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의 배경

과거의 분자영상기법에서 pH를 영상화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pH-weighted 

영상은 급성 뇌졸중에서 대사성 산증의 유무와 관계 없이 조직을 구별할 수 있

어 회복이 불가능한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영상을 획득 할 수 있었다.1) 화학 물

질 교환 포화 이동(Chemical exchange saturation transfer, CEST)영상의 변형인 아미

드 수소 이동(Amide proton transfer, APT)영상은 3.5ppm의 아미드 수소를 중간에서

교환하여 내인성 대조의 pH차이를 이용하여 뇌졸중에서 실험되었고 임상적으로

평가되었다.2, 3) 이 새로운 영상 바이오 마커는 허혈성 반음을 컴퓨터 단층 촬영

(Computed tomography, CT)이나 자기 공명 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을

사용한 확산 강조 또는 관류 자기공명 영상 기법으로 영상화하는 것에 한계점이

있고 뇌졸중에서 아미드 수소 이동 영상에 대한 임상연구가 드물어 아미드 수소

이동 영상기법은 뇌졸중 영상 프로토콜에 통합 될 가능성이 있다.3-6) 이러한 아미

드 수소 이동 영상은 임상에 적용 시에 새로운 영상 바이오 마커를 급성 뇌졸중

환자에게 적용하는 실제적인 문제와 정상 조직과 허혈성 조직 간의 충분한 pH-

weighted 차이에 대한 기술적인 한계를 가진다. 또한 B0자장의 불균일성 및 뇌척

수액 공간 부근의 흐릿한 병변의 3차원 경사 에코(Gradient Echo) 시퀀스의 직접

적인 물 포화 효과에 대한 아미드 수소 이동 영상의 한계점을 제시했다. 3)

최근 개발된 2채널 병렬 고주파 전송(2 channel parallel radiofrequency transmission) 

을 이용한 3차원 터보 스핀에코(Turbo spin echo, TSE) 시퀀스는 경사 에코 프로토

콜에 비해 움직임이나 인공물의 뛰어난 보정을 제공하여 충분히 긴 포화 시간

(Saturation time)을 가능하게 한다. 7) 이 시퀀스를 사용하여 off-resonance RF 강도를

최적화 하기 위해 1, 2, 3 μT 에서 500ms 포화 시간으로 실험하였다. 라벨링 공정

에서 긴 포화 시간이 주어질 때, 물에 누적된 pH-weighted 효과가 최대화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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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ms는 짧고 최적이지 않았다.8) 뇌졸중 모델의 3-Tesla 자기공명영상에서 터보

스핀에코 아미드 수소 이동 영상으로 포화 시간을 최적화하기 위한 현재의 문헌

이 없기 때문에 정상 조직과 허혈성 조직 사이의 pH-weighted 차이를 최대화하여

임상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포화 시간을 평가하였다. 이전 팬텀 연구9)와는 달리

아미드 수소 이동 영상을 임상으로 적용하기 위해 생체 내 중간 대뇌 동맥 폐색

(Middle cerebral artery occlusion, MCAO) 랫드 모델을 사용해 조직 병리학적 염색을

시행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포화 시간을 최적화하여 랫드 모델을 사용한 3-Tesla 자기공

명영상검사에서 아미드 수소 이동 영상기법의 정상 조직과 허혈성 조직의 pH-

weighted 차이를 최대화 하여 임상에 성공적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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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 및 방법

1. 동물 모델

모든 동물실험의 절차는 기관내의 동물 관리 및 사용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

행하였다. 체중이 290-350g인 수컷 Wistar랫드를 복막 내 클로랄 수화물을 주입하

여 마취 시킨 후 고정시켰다. 시판 된 실리콘 고무로 코팅 된 5-0 나일론 모노

필라멘트 (팁 직경: 0.35-0.37 mm) 4-0 실크 봉합사를 내 경동맥의 내강에 삽입하

여 중간대뇌동맥의 원점을 막음으로써 영구적인 중간 대뇌 동맥 폐쇄를 적용 하

였다. 자기공명영상 검사 후, 랫드를 희생시키고 조직 검사를 위해 뇌를 적출하

였다. 경색 코어는 2, 3, 5의 트리페닐 테트라졸륨 하이드로 클로라이드

(Triphenyltetrazolium hydrochloride, TTC) 염색을 적용하여 시각화하였다. 중간 대뇌

동맥 폐쇄에서부터 자기 공명 영상 검사까지의 시간간격은 30분이었다.

2. 아미드 수소 이동 영상 획득

1) 아미드 수소 이동 영상의 이론적 배경

아미드 수소 이동 영상은 off-resonance RF 펄스는 B1, rms진폭 1.2 μT의 Sinc-

Gauss 펄스와 함께 적용되었다. B1, rms진폭 1.2μT를 적용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은

Sun 등9)의 연구에 의하여 3-Tesla 싱글샷 스핀 에코(Single shot spin echo)에서 인터

리빙(Interleaving)된 연속파 또는 펄스-CEST기법으로 에코 평면 판독 값으로 뇌졸

중 아미드 수소 이동 영상의 비대칭을 조사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최적의 고주파

(Radiofrequency, RF)전력은 3T에서 약 1μT이며, 교환 가능한 수소에 최소한의 스

필오버 효과(Spillover effects)로 충분한 라벨링을 보여주었다. 한편 Zhao 등10)의

연구에서는 1μT 또는 3μT에 비해 2μT의 진폭이 더 나은 pH-weighted 차이를 보

였으나 해당 연구는 500ms의 지속 시간을 기반으로 하였다. 우리는 3-Tesla 터보

스핀에코(TSE)를 사용하여 pH-weighted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2μT의 진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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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였다.9) 우리의 연구에서 아미드 수소 이동 영상은 1.2 μT에서 포화 시간 3, 

4, 5초를 적용하여 실험하였다.

2) 랫드 모델과 환자의 APT영상획득

3차원 터보스핀에코(TSE) 영상 프로토콜과 32채널 헤드 코일 그리고 2 채널

병렬 고주파(RF) 전송을 사용하는 3T 임상 스캐너(Ingenia 3.0 CX, Philips Healthcare, 

Best, the Netherlands)에서 아미드 수소 이동 영상 획득을 수행하였다. 

두 개의 교류 전송 고주파(RF) 채널은 100 % 듀티 사이클(Duty cycle)을 넘는

긴 유사 연속 포화 고주파(RF) 펄스 트레인을 구현 하였다.7) 포화 고주파(RF)펄

스에 사용된 오프셋 주파수는 7개 주파수 오프셋에서 9번(-2.7,+2.7,-3.5,+3.5[다른

에코 시간에서 3회 수집], -4.3, +4.3, -1560 ppm)을 획득하였다. Off-resonance 보정을

위한 B0맵은 3개의 다른 에코시간(± 0.4 ms)에서 획득 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추정

되었으며 공간적 편평화를 사용한 반복적인 필터링(Filtering) 및 매핑(Mapping)절

차를 거쳤다.11) 이 절차는 3-point Dixon method에 맞게 조정되었으며12), 사용한 스

캐너의 소프트웨어에서 이용할 수 있었다.

랫드 모델에 적용된 영상 변수는 다음과 같다: 반복 시간 (Repetition time, TR), 

4500-5500 ms; 에코 시간 (Echo time, TE), 5.5-10 ms; 신호 평균 수 (Number of signal 

averages, NSA), 2; 매트릭스 (Matrix), 80 x 80; 슬라이스 두께, 5 mm; 시야각 (Field of 

view, FOV), 50 mm; 5슬라이스. 

랫드 모델에서는 지방 억제기법(Fat suppression)이 적용되지 않았다. 스캔 시간은

약 7분 10초 (3s 프로토콜), 7분 20초 (4s 프로토콜) 및 8분 10초 (5s 프로토콜)가

각각 소요되었다.

기관의 검토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은 후, 급성 뇌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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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환자에서 아미드 수소 이동 영상을 얻었다.

환자에 적용된 영상 변수는 다음과 같다: 반복 시간(TR), 5198 ms; 에코 시간

(TE), 6.5 ms; 신호 평균 수(NSA), 1; 매트릭스, 120 x 102; 슬라이스 두께, 5 mm; 시

야각(FOV), 212 x 184 mm; 5슬라이스.

5슬라이스의 4초 포화 시간에 대한 스캔 시간은 약 2분 3초가 소요되었다.

3. 확산 강조 영상 획득

허혈성 조직을 시각화하기 위해 확산 강조 영상(Diffusion weighted Imaging, DWI)

은 에코 플래나 영상(multi-shot Echo planar imaging, EPI)시퀀스로 획득하였다.

확산 강조 영상(DWI) 획득에 적용된 영상 변수는 다음과 같다: 반복 시간(TR),

2272ms; 에코 시간(TE), 94ms; 확산 경사 자장(Diffusion gradient encoding), b=0, 1000 

s/mm2; 시야각(FOV), 50 mm; 슬라이스 두께, 5 mm; 갭(Gap), 2 mm; 매트릭스, 192 × 

192; 획득 시간, 7분 32초.

4. 데이터 분석

자화 전달 (Magnetization transfer, MT) 비대칭 MTRasym = (S [-3.5 ppm] -S [+3.5 

ppm]) / S0의 맵은 B0 보정에 대한 포인트 단위(Point-by-point)보간에 기초하여 계

산되었다.7) 비대칭 아미드 수소 이동 비율의 맵은 다음 식을 사용하여 계산되었

다.

APTasym (+3.5 ppm) = MTR (-3.5 ppm) - MTR (+3.5 ppm)

이 식은 B0 포인트단위 보정 보간 영상, S[-3.5 ppm] 및 S [+3.5 ppm]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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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weighted 신호 맵의 경우, 신경 방사선 학자 및 스페셜리스트에 의하여 품

질검사와 시각적 평가가 적용되었다. 자기 공명 영상 콘솔에 통합되어 있는 소프

트웨어를 사용하여 확산 가중 영상의 고 신호 병변에서 관심 영역 (Regions of 

interests, ROI)을 그렸다. 그 다음 동일한 관심 영역을 반대쪽 정상 뇌 조직

(Normal appearing brain, NAB)으로 전송하고 APT-weighted 신호를 계산하였다. 허

혈성 조직과 정상 뇌 조직 사이의 APT-weighted 신호 차이를 계산하였고 각각의

포화 시간 사이에서 비교 하였다. 정량 분석은 각 랫드에서 5슬라이스에 대해 얻

어졌다. Kruskall-Wallis test를 시행하여 3,4,5초의 조건을 비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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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중간대뇌동맥폐쇄(MCAO) 랫드 모델 3마리에 모두 성공적으로 적용 되었으며, 

모든 경우에 수용 가능한 품질의 아미드 수소 이동 영상을 획득할 수 있었다.

Figure 1은 아미드 수소 이동 영상에서 허혈성 조직을 나타낸 것이다. 이 부분들

이 포화시간이 3, 4, 5초에 따라 현저하게 변화했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Table 1은 포화시간 3초, 4초, 5초에 대한 정량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허혈성 조

직과 정상 조직 사이의 APT-weighted 신호 차이는 4초 프로토콜에서 최대화 되

었다. 3초, 4초, 5초 프로토콜에서 평균 아미드 수소 이동 차이는 각각 1.03 %, -

1.22 %, -0.82 %다. 특히 아미드 수소 이동 차이는 3초 프로토콜에 비해 5초 프로

토콜에서 감소하였다. Kruskall-Wallis검사에서 4초 프로토콜의 APT-weighted 신호

차이는 3초 또는 5초 프로토콜 (-0.95 %, p = 0.029)보다 더 컸다.

확산 강조 영상(DWI) 및 TTC염색은 APT-weighted 신호가 감소한 것을 보였다.

TTC염색에서 비 제한 영역 및 비 염색 영역을 검출 하였다. (Figure 2)

프로토콜은 중간 대뇌 동맥 경색 4일 후 환자에게 적용되었고, 허혈성 조직과

정상 조직 사이의 아미드 수소 이동 대조를 성공적으로 묘사했다. (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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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haracterization of acute middle cerebral artery occlusion using amide proton 

transfer imaging.

A. 3 seconds, B. 4 seconds, C. 5 seconds protocol.

The 4 s protocol showed maximal visual contrast and localization of the ischemic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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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Diffusion-weighted imaging and TTC stain for the same Wistar rat shown in 

Figure 1, shows the ischemic region matched with amide proton transfer im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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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mide proton transfer (APT) imaging with a 4 s saturation time protocol 

applied to a 58-year-old male, 4 days after an acute infarction, left MCA territory.

 

*The diffusion-restriction region matched the reduced APT-weighted signal region, 

compared to the contralateral normal appearing b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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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PT Difference between Ischemic Regions and Normal Appearing Brain, in a 

Rat Model, According to RF Saturation Time

Saturation time
APTw signal 

difference
P-value Ischemic region

Normal 

appearing brain

3 seconds
-0.9

(-1.03, -0.9)

0.029

-3.76

(-4.81, -3.45)

-2.73

(-2.77, -2.67)

4 seconds
-0.95

(-1.76, -0.87)

-4.7

(-4.30, -3.33)

-2.51

(-2.86, -2.38)

5 seconds
-0.7

(-0.74, -0.6)

-3.62

(-3.80, -3.50)

-2.8

(-2.90, -2.70)

Numbers in parenthesis are 25 quartile and 75 quartiles, respectively.

APT = amide proton transfer; APTw = APT-weighted; RF = radiofrequency



12

결론

이 연구는 3-Tesla 자기공명영상(MRI)에서 아미드 수소 이동 영상을 획득하였

고 생체 내 랫드 모델과 인간 모두 허혈성 조직과 정상 조직의 차이점을 제시했

다. 우리는 3-Tesla의 포화 시간에 대한 Sun의 연구9)를 채택하여 3~5초 사이의 포

화시간을 실험하였다. 최대 아미드 수소 이동 차이는 1.2μT의 진폭에서 4초 포화

시간으로 달성되었다. 우리 연구의 결과는 빠른 멀티 슬라이스 및 자동 이미지

처리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3-Tesla 아미드 수소 이동 영상의 임상적 사용을 지원

한다. 랫드의 뇌는 인간의 뇌보다 상당히 작지만 허혈성 조직에서는 음성 대조가

성공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한 포화 시간이 급성 뇌졸중 환자에게 적용되었

으며, 우리는 2분 30초의 스캔 시간 내에 아미드 수소 이동 영상의 대조를 성공

적으로 얻을 수 있었다.

포화 시간이 길어진다고 아미드 수소 이동 영상의 대조도가 더 좋아지지 않았

다. 포화시간이 3초, 4초 일 때 허헐성 조직과 정상 조직 사이의 대조도가 5초에

비해 더 나은 대조도를 보였다. 이것은 더 높은 고주파(RF) 강도 또는 가능한 분

자 내 및 분자간 Overhauser효과10)에서 더 두드러진 공존하는 고체 거대 분자

MT 효과에서 나올 수 있다.9, 13) 우리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얻은 Sun연구9)는

최적의 포화 강도는 약 1μT에서 이루어졌으며 아미드 수소 이동 영상 대조는 더

높은 강도에서는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다. 임상 스캐너는 특정 흡수 속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낮은 강도 수준은 높은 강도 수준보다 유리하였다. 포화 시간이 길

면 물에 대한 누적 효과에 유리하며, 라벨링 프로세스가 충분히 긴 포화 시간으

로 주어질 때 최대화 된다.8)

아미드 수소 이동 영상의 사용은 관류 - 확산 불일치 영역에서 조직의 산증이

있거나 없는 부위로 세분화하여 뇌졸중의 묘사를 도왔다.1, 2) 확산 제한 부위는 종

종 허혈성 조직을 나타내지만 때로는 회복 될 수 있었으며14), 관류 영상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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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혈액감소가 있는 부위가 포함되어 있었다. pH에 민감한 자기 공명 영상은

균질 하게 보이는 확산 제한 영역 내에서 대사 이질성을 나타낼 수 있다. 이전의

연구에 따르면 평균 pH-weighted 영상 결손은 항상 확산 제한 영역과 같거나 커

졌지만 관류 결손보다 작았다.15, 16) 그리고 pH weighted 영상은 여전히 가역적인

신진 대사가 손상된 부위를 묘사한다.15) 우리는 확산 강조 영상과 pH-weighted 영

상의 불일치 영역을 사용하여 "생존 가능한 조직"의 영역과 "허혈"이 있는 영역

을 구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미드 수소 이동 영상은 pH (감소 된 APT 

영역) 및 관류 감소가 발생하는 조직-대-위험 영역을 보다 정확하게 묘사하고 이

어서 실제 환자에게 추가 개입 치료를 안내할 수 있다.

우리 연구의 한계점은 실험이 소수에게서 실행되었다는 것이며 해당 아미드

수소 이동 영상이 넓은 고분자 자화와 스핀-격자 이완의 다른 신호 전달자에 의

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13, 17, 18) 따라서 뇌졸중에서 아미드 수소 이동

영상의 신호 소스를 추가로 조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연구는 3-Tesla에

서 32채널 헤드코일을 사용하여 생체 내 랫드 모델에서 아미드 수소 이동 영상

의 대조를 성공적으로 증명했으며, 이는 바로 임상에 적용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최대 pH-weighted 차이는 3-Tesla 터보스핀에코(TSE) 아미드 수소

이동 영상에서 1.2μT 전력을 사용할 때 4초 포화시간 프로토콜이었다. 이 프로토

콜은 뇌졸중 환자에게 성공적으로 적용되었으며 임상에서 뇌졸중 환자의 pH-

weighted 차이를 나타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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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phrase

Purpose:

The Amide proton transfer(APT) imaging technique of 3-Tesla magnetic resonance 

imaging using a stroke rat model optimizes the saturation time to maximize the difference in 

pH weight between normal and ischemic brain regions.

Materials and Methods:

3-Tesla magnetic resonance imaging(MRI) was performed using 3 male Wistar rats with a 

middle cerebral artery occluded. APT image acquisition was obtained by 3D turbo spin echo 

technique using 32 channel head coil and 2 channel parallel radio frequency transmission. 

Off-resonance RF pulses were applied to the Sinc-Gauss pulse at 1.2μT of B1 amplitude 

using 2-channel parallel transmission. The saturation time was 3, 4, and 5 seconds. The APT 

effect was quantified using magnetization transfer ratio(MTR) asymmetry of 3.5ppm for 

APT-weighted signals. To evaluate the feasibility, it was applied to clinical patients with 

acute stroke.

Results:

The ischemic brain regions was visualized by 3, 4, 5 sec protocol. At a saturation time of 4 

seconds with an output of 1.2 μT, the APT-weighted signal showed the maximum difference 

between ischemic and normal regions.(-0.95%, P = 0.029) The APT-weighted signals at 3 s 

and 5 s saturation times were -0.9% and -0.7%,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4-second 

saturation time protocol most successfully depicts the difference in pH weight when applied 

to acute stroke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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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The maximum pH weight difference achieved when 1.2 μT power was used in a Turbo spin 

echo APT image of a 3-Tesla magnetic resonance imaging scan was a 4 second saturation 

time protocol. This protocol may help to indicate the pH-weight difference in stroke patients 

in a clinical setting.

Keywords:

magnetic resonance imaging, amide proton transfer, acute stroke, saturation time, pH weight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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